
    



기밀성 및 안전성이 유지되는 고객 그룹에서 파일과 대화를 공유하세요 

고객 그룹 사용 예: 

- 잠재 고객과 거래 성사 

- 고객과 긴밀한 관계 구축 

- 파트너와 협업 



이메일로는 하기 어려운  그룹 협업 

대용량 파일로 복잡한 받은 편지함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취약 

대화에 참여하거나  
따르기 어려움 

버전 오류 처리 불
가능 

전체 회신 
참조: 

v6 

v4 v5 



고객 그룹을 이용하면 그룹 협업이 쉬워집니다 

프로필 프로필 기반 초대 

파일 공유 게시물 및 댓글 

멘션(@) 및 해시태
그(#) 

기밀성 및 안
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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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에서 Chatter 고객 그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http://youtu.be/FhcH5F-04K8  



FAQ 

http://www.salesforce.com/kr/chatter/customer-invitations/faq/  



고객 그룹 활용 모범 사례 



회사 기밀을 공유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 고객 그룹을 만듭니까? 

고객이나 파트너가 진행 중인 협업을 공개한 경우 

동일한 대상이 있는 다른 그룹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일회성 상호 작용을 쉽게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 

콘텐츠를 신속히 제공해야 하는 경우 

동일한 대상이 있는 고객 그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고객 그룹  
만듬 

고객 그룹 만들
지 않음 



계정당 단일 그룹과 여러 그룹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 구분 방법 

다음과 같은 경우 그룹 하나를 만듭니다  

각 사용 사례에 고유한 대상이 없
는 경우(작은 계정) 

계정 관리 
기회 관리 
프로젝트 
회의/이벤트 

다음과 같은 경우 여러 그룹을 만듭니
다 

•  고유한 대상이 있는 그룹 (다른 부서, 팀 등에) 

•  특정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그룹 

•  그룹 간 데이터, 파일, 대화 공유를 원하지 않는 경우 

Acme Product Co. Acme "Rain" 프로젝
트 Widget Co.  

Acme 동영상 촬영 



고객 그룹 만드는 단계 

고객 및 파트너를 초대한 후  
새 그룹을 시작합니다 

일관적인 명명 규칙을 사용하십시오.  
예 : <계정 이름:> <그룹 이름>으로 시작.      
       관련있는 경우 날짜를 추가합니다. 

기존 그룹에 고객 또는 파트너를 추가하는 
경우  -  댓글, 파일, 링크를 포함한민감한 
데이터가 데이터에 없는지 확인한 후 그룹
을 고객 그룹으로 변환합니다. 

1 

2 

3 



고객 그룹의 드라이브 사용 예시 

그룹을 유용한 정보로 리드합니다 

회의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회의록과 프레젠테이션을 그룹에 게시했습
니다. 링크를 클릭하여 파일을 참조하세요.  

성공 계획  

회의록 및 프레젠테이션 

비디오 및 링크 

멘션(@)으로 고객 및 파트너에게 
알려주기 

초기 이메일에서 파일을 참조합니다 

@John Smith (고객) 회의 안건의 현재 초안
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1 2 

3 



고객 그룹 유지 

고객 그룹 구성원을 적극적으로 관리합니
다 

고객 그룹은 공유된 파일의 업데이트를 
볼 수 있습니다 

"내부" Chatter 계정 그룹의 설명 섹션에 
고객 그룹의 링크를 게시합니다   

1 

2 

3 



고객 그룹 "권장사항"  

공유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참석자에게 고객 그룹 사용 방법 및 목적을  설명하십시오. 

참가자를 초대하고 그룹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십시오. 

 환영 메시지를 게시하고  팀에게 그룹이 현재 공개 상태임을 알리십시오. 

특별히 민감한 정보가 있는 그룹의 경우 다른 그룹의 구성원을 관리하십시오. 



고객 그룹 "금지 사항" 

대상이 누구인지 잊지 마십시오!  
특정 주제는 그룹 구성원과 회사 기밀에 부적합하기도 합니다 

기존 프로세스를 약화시키지 마십시오 (예: 고객 지원 사례) 

단일 커뮤니케이션(한 가지 제안)을 위한 불필요한 그룹을 만들지 마십시오.  
다단계 커뮤니케이션 또는 장기 사용을 위한 고객 그룹을 설정하십시오.  

고객의 허락 없이 그룹에 파트너를 추가하는 것을 삼가고  
고객이 파트너 관계를 찬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내부 팀 그룹에고객 및 파트너를 허용하지 마십시오 (사내 기밀 유지) 


